DEXTUploadFL_ 제품소개서
The Most Powerful File Upload Solution based on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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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XTUploadFL 제품소개

NON-ACTIVE X ! CROSS-PLATFORM ! CROSS-BROWSER !

DEXTUploadFL은 웹 브라우저로부터 웹 서버로의 파일업로드와 다운로드 기능을 지원하는 HTTP프로토콜

기반의 Client-side Flash 컴포넌트입니다. 이 제품은 Adobe사의 Flash기술로 개발된 Non-ActiveX 제품으
로 Flash Runtime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OS와 브라우저 환경에서 업로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수많은 사용자 환경에서 검증된 DEXTUpload 제품군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접목하여 더욱 안정적인 업
로드서비스를 제공하며, 보다 강력한 UX와 다운로드기능 지원을 위해 Adobe AIR기술을 부분 도입하여 다양
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DEXTUploadFL 제품은 POST방식의 업로드/다운로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서버 측 업로드 컴포넌트인
DEXTUpload Pro, DEXTUpload.NET Pro, DEXTUploadJ 등 RFC-1867규약을 준수하는 서버 측 제품과
함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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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구 사항
Windows, MAC, Linux 등 모든 운영체제에서 Flash(v10.3이상)가 실행 가능한 모든 브라우저를 지원합니다.
참고) Adobe Flash Player 시스템 요구 사항

Adobe AIR 기술이 적용된 멀티 다운로드 기능은 AIR Runtime(2.7이상)을 지원하는 시스템 이어야 합니다.
참고) Adobe AIR 시스템 요구 사항

Windows 2000, Mac PowerPc, Linux는 AIR Runtime 2.7 이상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Adobe사의 AIR Runtime은 Flash기술을 활용한 브라우저 영역 밖의 RIA구현 기술로,
일반적인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형태로 설치 됩니다.
참고) Adobe AIR 홈페이지

Cross-Browser

Cross-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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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특징
HTTP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의 업로드 기능 제공
- 최대 2GB까지 대용량 파일 전송
- 파일의 용량, 개수 제한 및 파일 필터링 기능

- 다양한 전송 진행 창 지원
- 게시판 수정모드 지원
- 업로드 결과 리턴
- 파일 정렬 지원
- 컨텍스트 메뉴 지원
- 이미지 업로드 시 미리 보기 기능 지원

HTTP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의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최대 2GB까지 대용량 파일 전송
- 멀티 다운로드 지원 (단, AIR 버전에서만 지원)
- 이어 받기 기능 지원 (단, AIR 버전에서만 지원)
- 콘텐츠 보안 다운로드
- 중복파일 처리기능 지원

다양한 개발환경 지원
- ASP, ASP.NET, JSP, PHP 등 모든 언어 지원
- 개발자를 위한 도움말, 샘플 지원
- 전송 단계별 이벤트 핸들러 제공

- 예외처리 및 에러메시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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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특징
다양한 운영환경 지원
- Flash를 지원하는 모든 운영 체제(모바일 OS 제외)에서 배포 가능
- SSL 보안환경 지원

- UTF-8 기반 지원

이미지 수정 작업 지원
- 이미지 회전/ 뒤집기 기능 지원 (JPG, PNG만 지원)
- 이미지 오려내기 기능 지원 (JPG, PNG만 지원)
- 이미지 썸네일 기능 지원 (JPG, PNG만 지원)

- 원본 업로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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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특징
다양한 화면 UI 지원
- 리스트 형, 아이콘 형, 썸네일 형, 타일 형 등 업로드/다운로드 화면 구성
- 다국어 지원
- UI 커스터마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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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효과

개발 기간 및 비용 감소

상용 컴포넌트를 사용함으로써 특정 기능 구현을
위해 자체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개발 기간 및 비
용을 줄일 수 있음

리스크 감소

기능성과 안정성이 입증된 상용 컴포넌트를 활용

함으로써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생산성 증대

고객이 원하는 웹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음

지속적인 성능 향상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지원을 받음으로써 항상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솔루션의 quality를 보장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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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국내외 10,000여 개 웹 사이트에서 DEXTUpload 제품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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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및 라이선스
가격표
라이선스

내용

가격 (VAT별도)

Server - Domain License

한 서버에서 허용된 도메인 수 만큼 사용 가능

견적요청 (info@devpia.com)

1 Year Maintenance Only

1년 유지보수 갱신 (온라인 기술지원 + 업그레이드)

견적요청 (info@devpia.com)

Maintenance 서비스
- 업그레이드 / 패치 업데이트 / 온라인 기술지원이 하나로 통합된 서비스
- 제품 구매 시 기본으로 1년 Maintenance가 포함되어 서비스 받게 됨

온라인 기술지원
- Maintenance가 유효한 정품고객에 한하여 정식 기술지원을 제공
- 기술지원 전용 사이트 메뉴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아 전화 또는 이 메일로 신속하게 답변

- 기술지원 공식 사이트 : http://support.dextsolution.com/
- 서비스 시간 : 월~금 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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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Thank You

구입문의 /
마케팅사업부 양근조 과장

이메일 /
info@devpia.com

연락처 /
02-6719-6233

팩스 /
02-6499-1910

사이트 /
08390,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30, 1211호 (구로동)
Copyright (c) DEVPIA, Inc. All rights reserved.

www.dextsolution.com
www.devpia.com

